
회사소개서



사람과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회복지 동행
사회적가치를 우선하는 사회복지동행

사회복지동행은 2001년 사회봉사활동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교육·봉사·수익의 사훈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으로 추구하고 

각종 재화와 교육서비스 및 사회공헌활동과 일자리창출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적가치 우선 창출과 공유가치 연계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세계 속 대한민국의 사회적기업으로 위상을 더 높이며 사회적 경제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복지동행 대표

-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이사

- 한국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대위원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

- 부산지방법원 조정 운영위원

- HRD 국제문화교육협회 협회장

- 보건복지부 VMS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동행 문화센터 대표

- 부산 지역사회서비스센터 센터장

- 도시재생전문기업 센터장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부산경상대 사회복지보육학과 겸임 교수

-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

-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동기 운영위원

- 부산 경실련 집행위원

정 은호

10 맥염사업



'사람과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이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하여,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자는 의미로 전체적인 형태는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희망 생명력의 뜻을 담고 있는 연두색, 친절함과 평화의 뜻을 담고 있는 파란색, 

온정과 친근함의 뜻을 담고 있는 주황색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색감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C.I의 의미

현직 전문교수님들(석, 박사)을 모시고, 공공기관 및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맞춤형 위탁교육을 의뢰받아 

21세기 사회복지 관련 필수적인 전문교육기관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고강도의 교육을 귀하(기관)가 

필요로 하는 교육 및 연수 서비스 사업.

사업 목적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가족상담사 등 69개 종류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다양한 교육과 상담으로

개인 적성에 맞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증발급과 일자리지원사업

남녀실업자, 노년 남,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결손 청소년 장학사업, 노약자 지원사업, 취약계층 무료급식, 다문화가정지원, 노인요양원 지원사업,

아동시설지원사업, 위탁교육사업, 재가사업 추진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복지 실현사업.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문화복지와 지역주민 평생교육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공헌을 실현하는 도시재생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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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연화정’

어린이집/학교 급식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센터

HRD국제문화교육협회
(평생교육원) 인증

사회복지동행재가센터
인증

동행인터넷 신문
(주간신문인증)

동행사람들 1호 매장

[맥염] 출시

사회복지동행  
문화센터 개소

ESG 우수 CEO 수상

푸드뱅크 인증

무료급식 자원봉사 무상 교육

VMS자원봉사 
인증센터

부산지역사회서비스 
센터 인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주)사회복지동행설립

사회적기업인증

일자리창출
직업소개소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인증

가족친화기업 인증

중소기업인증

사회복지동행은 2001년 사회봉사활동으로 시작하여 많은 분들의 후원과 지지 속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표창

도시재생기업 인증

맥염 경주공장 설립

학교 급식지원센터
개소

2020

2021

2022

SVI탁월우수기업

SVI우수기업

기술역량우수기업 
인증

연대와 협력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우수사회적기업 선정

시니어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History 사회복지동행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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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브랜드 [맥염] 출시
•온라인쇼핑몰 운영 ( www.동행사람들.com)

•경쟁력 있는 자활인재 육성 교육플랫폼
•기업역량진단과 기업의 Needs기반의 
    맞춤형 교육
•부산지역사회서비스 지원센터
•교육부 평생바우처 인증기관
•HRD국제교육문화협회

- 맥염사업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기업의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함

평생교육사업부

맥염 브랜드 사업부

•로컬푸드 농수산물 유통사업
•어린이집/학교 식자재 납품

- 미역, 쌀, 토마토, 감귤, 고등어 등 지역특산물 유통사업

- 기업의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함

농수산물유통사업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중심으로 6가지 사업부로 나뉘어 사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외 전체 회계 및 기획을 담당하는 경영기획부를 두어 경영의 투명성을 실현합니다.

- 일자리창출을 통한 실업문제에 기여
- 무료교육 및 위탁교육으로 사회가치활동

•부산시 도시재생전문기업 지정
•도시재생대학 주민교육 운영

- 도시재생지역의 주민 역량강화교육사업

-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 진행

- 도시재생지역 주민협의회 갈등해체 및 결속력 강화

- 공공기관 및 기업, 자활센터의 단체 맞춤형 위탁교육,자격증발급

- 일자리 매칭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사업부

- 주민 참여동기 부여를 통한 지역 문제점을 이슈화 
-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주민교육 진행

•ESG 공공혁신으로 사회적가치와 
   공유가치 연계

- 공공기관 ESG구매로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증대 효과

- 공공기관 ESG구매로 고용창출 기여

- 공공기관 ESG혁신으로 기업의 품질가치 우수

ESG 공공기관 기획사업부

-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물품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혁신으로 공기업의 가치 극대화

1

Business 사업영역

03사람과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노인방문재가서비스 운영
•가사도우미서비스 운영
•VMS자원봉사 인증센터 인증

- 정·부처 또는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재가방문, 노인돌봄 등에 참여함 

- 수익과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업모델

사회복지사업부

-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 
- 고령자 및 독거 어르신의 노후복지 기여
- 무료급식소 지원센터

- 다양한 연령의 고용창출
- 취약계층에 제품후원

- 농수산물, 공산품 등 다양한 제품공급  가능
- 지역 생활건강 먹거리 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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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미술상담 자격증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정리 방법과 

   다양한 미술기법을 활용하여 자기표현과 자아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 

- 정리수납 자격증 

   쾌적하고 효율적인 정리수납 시스템 구축과 주거환경 변화를 통해 

   개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사공간정리 전문가 육성

자격증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69개 종류의 자격증 발급)

Continuing Education 평생교육사업

사회복지동행은 평생교육사업을 통하여 부산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행심리상담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무상교육 및 위탁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안심교육, 맞춤교육, 일자리창출까지!

HRD 평생교육원 인증

동행심리상담센터 운영 일자리 중개소 인증

동행문화센터 운영

04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바우처

심리·미술상담·정리수납 자격증 과정



사회가치공헌

사회복지동행은 HRD국제문화교육협회 평생교육원 인증기관으로 평생교육사업의 강사진은 

검증된 전문 교육자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지향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교육, 무료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심리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05사람과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지역사회 서비스

경쟁력 있는 자활인재 육성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목적으로 인지 재활프로그램 및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주민에게 자기가치의 발견과 자기개발, 

자활의지를 촉진하여 주민 스스로 자활·자립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전제로 공동체의식 

강화로 사업단운영 능력을 배양합니다.

뇌에 기가 팍팍

- 현명한 부모 되기

   감정처리 방법, 긍정적 부모역할, 화목한 가족관계 리더쉽

 - 비전있는 자녀 양육하기 

   배려와 존중심 양육, 자아존중감 발달

가족마음 이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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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사회복지사업

재가 방문 요양 서비스

가사도우미 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 조성이 목적입니다.

재가방문을 통하여 식사, 세면, 옷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화장실이용,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바우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한부모가정, 맞벌이부부, 거동불편인 등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할 때까지

•간병인 도우미

•잔심부름 도우미

•요리 도우미

•집안공간정리 도우미

•아이돌봄 도우미

•심리상담 도우미

사회복지동행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복지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합니다.

모든 임직원 및 봉사자들은 항상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인 서비스로 

찾아감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VMS자원봉사인증센터로서 사회봉사 및 먹거리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사회복지로 업그레이드!

재가방문 노인돌봄서비스

동행심리상담센터 운영 먹거리나눔 및 봉사활동

가사도우미센터 운영

06 사회복지사업



나눔과 봉사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며,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동행은 먹거리나눔과 돌봄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족 행복찾기의 시작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나눔실천

아동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다문화가정,

노인상담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폭력, 부적응, 불안, 스트레스, 상실감, 갈등, 대인기피 등을

해소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된 계층에게 도시락 배달 및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며, 무료급식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아동에게 요리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어울림한마당, 경로잔치’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가치공헌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결손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무료급식 및 도시락, 생필품,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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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심리상담서비스

먹거리 나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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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egeneration 도시재생사업

의료복지 네트워크

- 고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내 돌봄 실태조사

-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지원 실태조사

- 지역맞춤형 돌봄 커뮤니티 구축

- 지역사회 돌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 모니터링 및 성과 공유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돌봄 통합 시스템

정서지원 및 건강지원 시스템

• 주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노인 돌봄서비스 및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
• 주민 레크레이션 및 학부모 코칭 서비스 제공

• 의료지원 연계서비스 구축
• 지역 실버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프로그램
• 돌봄 대상자 연계 시스템

도시재생 사업군에 있는 지역 공동체의 주민 교육, 복지, 자활을 돕는 프로젝트로서

주민 개개인의 행복과 주민들간의 소통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지역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통한 갈등해소, 지속가능한 공동체!

주민교육 프로그램

돌봄 통합 시스템 구축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마을경제 활성화 상담

08 도시재생사업

지역맞춤 돌봄 커뮤니티



부산시 도시재생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사회복지동행은 주민교육과 역량강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해소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제공

지역주민, 상점,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내 취약계층 및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서

마을 주민간의 친목도모와 공동체성을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역주민의 재취업,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개인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하여 마을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치공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지역내 무료 숲체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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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밥상

도시재생대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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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stitution Goods 공공기관 물품제안

ESG 실천기업 연계

맞춤형 물품 제안

• 친환경 경영(Environment), 사회적 책임경영(Social), 

     투명경영(Governance) 실천기업 제품연계

• 사회공헌사업 확대 및 강화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재활기업 등)의 

     제품 구매비율 확대 적용

사회공헌사업 확대 및 강화기준 적용

•  원하시는 가격대, 품목, 제품 및 포장 형태에 따라

   적합한 제품군을 제안드립니다.

•  제품의 용도, 사용계절, 취급대상에 따라서

   최신유행 구매스타일로 제안드립니다. 

가격, 품목, 옵션에 따른 맞춤제안

공공기관, 기업은 ESG 경영실천에 따른사회공헌사업 확대 및 강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의 구매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품질, 합리적 가격, 아이디어까지 갖춘 제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동행은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제품을 제안드립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비율 확대

전국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매 및 유통관리 전담팀 운영 경험에 따른 다양한 제품군

사회적경제 유통체인망 연계

10 공공기관 물품재안



사회복지동행은 ESG우수CEO을 수상한 기업으로서 누구보다 ESG경영을 지향합니다.

본사의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ESG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납품관리까지 철저하게!

제품제안, 계약, 제조, 포장, 납품까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불량 및 하자를 최소로 하며 모든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관리합니다.

사회가치공헌
ESG 우수 CEO상, 연대와 협력 우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표창, SVI탁월 우수기업 

수상 등  사회가치공헌에 있어 남다른 공로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온 자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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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유통관리

원하시는 맞춤형 모든 제품을 
제안드립니다.

•농수산식품 : 쌀, 김, 건미역, 멸치, 다시팩 등

•공산품 : 수건, 화장지, 대봉투, 종이가방 등

•위생용품 : 생리대, 손소독제, 마스크, 핸드워시 등

•키트&계절상품 : 생필품, 난방텐트, 문구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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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소금을 굽는 이유는 소금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불순물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맥염은 소금의 끓는 점인 

융점 직전에서 구워 다이옥신, 염소가스 등의 불순물, 간수까지 완벽히 제거함. 

맥염은 융점 직전에서 구워냄으로써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화되어 인체에 

건강한 소금으로 바뀌게 됨. 단, 대부분의 죽염이나 유사 제품들은 이 과정에서 

남게 되는 탄 찌꺼기로 인하여 소금이 회색빛이 되는데, 맥염은 이러한 찌꺼기를 

걸러내어 더욱 건강한 소금으로 제조함.

고온에서 구운 소금

알칼리성 소금

맥반석 질그릇

국산 천일염 사용

숙성한 소금

일반적인 구운소금에서 사용하는 용기와 달리 맥반석 질그릇을 사용함으로써 

맥반석 질그릇이 방출하는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세균제거 및 소금의 3대요소인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된 건강한 소금을 만들어 냄.

소금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은 소금의 맛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산 천일염은 

정제염과 달리 미네랄 함량이 높아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높음. 맥염은 가공과정에서 

손실될 수 있는 미네랄을 최대한 보존하여 생산함.

구운소금은 쓴맛의 원인인 간수를 빼는 과정과 열을 식히는 과정이 중요한 

포인트이며, 맥염은 이러한 숙성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특별한 숙성법을 두어 

더욱 고품질 소금으로 생산됨.

Mac Salt 맥염 사업부

맥반석 질그릇에 소금 융점 직전까지 3일간 굽고 숙성한 천연 알칼리성 소금!

맥염! 소금으로 맥을 형통하다.

12 맥염사업



100%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

이물질 제거
및 선별작업

미세분쇄 3차 가공

정량 및 품질검사 검수 후 출고

원물 품질 검수 맥반석 질그릇에
850℃에서 굽기

숙성기간

맥염은 원재료 선별에서부터 굽기, 숙성, 선별, 분쇄 등의 모든 공정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현하며, 우수한 품질 유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건강한 친환경 제품을 추구합니다.

맥염은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자체 개발한 가공소금 전문 브랜드입니다.

불순물을 완벽히 제거한 소금 본연의 순수함으로 소금의 맛은 물론 소비자의 건강을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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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염 양치소금(110g) 1개

- 맥염 치약(130g) 1개

- 맥염 칫솔 2개

- 13cm x 5.5cm x 19cm
   (가로 x 세로 x 높이)

- 13cm x 5.5cm x 19cm
   (가로 x 세로 x 높이)

제품구성

제품규격

맥염 오복3종 세트

- 맥염 양치소금(110g) 1개

- 맥염 음용소금(130g) 1개

- 맥염 칫솔 2개

제품구성

제품규격

맥염 구강3종 세트

구강 내 각종 균들(진지발리균, 고도니균)은 우리의 몸이

약해졌을때 잇몸에 약한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근원입니다.

구강관리를 정말 잘해야 하는 이유!!

맥염 양치소금 & 맥염 치약은 고온에서 처리된 순수 맥염

(脈鹽)으로서 살균작용, 소염작용으로 구취제거, 시린이, 

잇몸질환, 치아미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입냄새 제거가 꼭 필요한 이유!!

맥염 양치소금 & 맥염 음용소금은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되는 구강 내 염증 완화와 소화기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입냄새는 비즈니스, 각종 만남 등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 자신감이 저하되어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4 맥염사업

Mac Salt 맥염 제품소개

 입냄새! 한번에 싹!!

잇몸건강! 치아튼튼!!



- 맥염 양치소금 (110g): 1개
- 맥염 치약 (130g): 1개
- 맥염 칫솔: 2개

- 맥염 요리소금 (230g): 1개
- 맥염 음용소금 (130g): 1개
- 맥염 바베큐소금 (100g): 1개

- 맥염 양치소금 (110g): 1개
- 맥염 미용소금 (100g): 1개
- 맥염 요리소금 (230g): 1개
- 맥염 음용소금 (130g): 1개
- 맥염 바베큐소금 (100g): 1개



사회복지동행은 2020년 1월부터 한국무역센터내에 수출전담팀을 두고 있으며, 한국무역센터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세계에 맥염 및 사회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의 수출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 맥염사업

Marketing Plan 국내외 판로개척

•한국종합무역센터 내에 입주하여 필요 정보를

   발빠르게 입수 및 교류(마케팅 전략)

•코엑스 접근 용이성으로 무역관련 전시회 등

   행사 수시 참여(해외업체 및 바이어 발굴)

•무역센터 입주사(무역상사)들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

•(06164)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205호  

   Tel.6000-3253

한국종합무역센터

수출전담팀 상주
Korea World Trade Center



맥염은 국내 런칭을 비롯하여 해외시장으로의 개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한국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사람과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제품 정식 런칭

•국내 각종 박람회 참여 및 홍보

•국내 오프라인 판로 확충

•부산시청공무원 매장 입점

•국내 식품유통사와의 공급 협약 체결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추진

•나라장터, S2B 등 입찰사이트 등록

•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참여

•홍보영상 제작 및 개시(유튜브 등)

•케이블TV 방송 홍보 참여

국내 판로 현황

•온라인 플랫폼 Buykorea 입점

•수출관련 국내 관련 기관 및 업체 방문

•수출 컨설턴트 자문 및 해외 박람회 탐색

•미국 대형유통전문회사 SW Greenlife Inc(워싱턴주)를 통해 
   현지 대형유통업체 Kehe distributor, haddon House Food, 
   월마트, 타겟 등에 맥염 공급을 위한 enquiry를 추진

•아시아여성 대표자 포럼 등 각종 교류회 참여

•해외홍보물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해외시장 박람회 참가 및 현지조사

•국내 수출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및 유통회사 컨택 

•수출 컨설턴트 자문 의뢰

•해외수요 시장 분석

•국외 특허 및 인증 획득

해외 판로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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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증서 & 수상내역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명세

사업자등록증 별지 사회적기업 인증서

Certi�cation 회사 인증서



19사람과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도시재생전문기업 지정서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확인서

사회복지동행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임원과 직원,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합니다. 회
사
소
개

평
생
교
육

사
회
복
지

도
시
재
생

공
공
물
품

맥
염
사
업

인
증
서



20 인증서 & 수상내역

연대와 협력 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2022.11) ESG 우수 CEO상(2022.11)

시니어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2022.09) 사회적기업 공로 표창(2020.12)

Performance 주요 표창 및 수상내역



사회복지동행은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등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의 공을 인정받아

부산시,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서 다양한 표창과 상을 획득하였습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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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사람과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회적가치 측정등급 탁월(2020.11) 사회적가치지표 우수기업 표창(2019.10)

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 수상(2019.08)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1호 선정(2019.06)

사회적가치(SVI) 우수기업 증명서(2019.01)



맥염 상표등록증

22 인증서 & 수상내역

Global Certi�cation 해외 인증서



23사람과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맥염은 국내특허를 비롯하여 FSSC22000, 미국 FDA, 러시아 EAC, HALAL(할랄) 등 

세계적인 인증기준을 획득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성장해 가고자 합니다. 

FSSC22000 인증서FSSC22000 인증서

미국 FDA 테스트표 - 미용소금/ 양치소금/요리소금/음용소금

CLIENT: Social Welfare Donghaeng Co., Ltd REPORTING DATE: 04/12/2019
63, Guseooncheoncheon-ro, Geumjeong-gu, SAMPLE RECEIVED: 03/25/2019
Busan, Korea LABORATORY NO.: 19-1497

DATE SAMPLED   : 03/25/2019
8692:.ON PALE ETATS ACgnoeJ ohnuE :NOSREP .TNOC TCEJORP

LACSD LAB I.D. NO.: 9249178
SAMPLE I.D.:  Alkaline salt for brushing INVESTIGATION: SEE BELOW

PAGE: 1 OF 1

dezylanAdohteMtimiL gnitropeRtluseRretemaraP

005.0cinesrA AOAC 2015.01 M 04/07/19
005.0muimdaC AOAC 2015.01 M 04/07/19
005.0daeL AOAC 2015.01 M 04/07/19
001.0yrucreM AOAC 2015.01 M 04/07/19
005.0muiraB AOAC 2015.01 M 04/07/19
005.0muimorhC AOAC 2015.01 M 04/07/19
005.0muineleS AOAC 2015.01 M 04/07/19
005.0revliS AOAC 2015.01 M 04/07/19

*ND: Parameter not detected at the indicated repor�ng limit. 

Note: All results contained in the above report relate only to the items tested. 
All samples received in sa�sfactory condi�on unless noted otherwise. 

Approval By: Roy Lung, Laboratory Manager

Signature: 

1926 E. GLADWICK STREET RANCHO DOMINGUEZ, CA 90220  P. 213.292.6474 F. 213.292.6475  info@jkbioscience.com  www.jkbioscience.com       

mg/kg

· Consul�ng and Research 
· Analy�cal Laboratories

ND
0.645
0.122

FDA Consulting and CA State Environmental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Certified Laboratories

mg/kg
mg/kg

mg/kg
mg/kg

ND mg/kg

JK BioScience Analytical Laboratories

    CERTIFICATE OF ANALYSIS

ND

 1926 E. GLADWICK STREET RANCHO DOMINGUEZ, CA 90220

Our Quality Service Becomes Your Business Success

Units

mg/kg

mg/kg

ND

0.812

ND

 

FDA Consulting and CA State Environmental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Certified Laboratories 
1926 E. GLADWICK STREET RANCHO DOMINGUEZ, CA 90220  P. 213.292.6474 F. 213.292.6475  info@jkbioscience.com  www.jkbioscience.com

 

 

 
 

 
April 12, 2019 

A�n: Eunho Jeong 
Social Welfare Donghaeng Co., Ltd 
63, Guseooncheoncheon-ro, Geumjeong-gu, 
Busan, Korea 

 
 

Summary of Test Results for Sample: Alkaline salt for brushing 
 

Requested Analyses: Heavy Metals, Pes�cide Residue Screen,  
                                        Nutri�onal Analysis 

                
 
The above-referenced subject was analyzed for Nutri�onal Analysis, Heavy Metals and Pes�cide Residue 
Screen in accordance with AOAC Test Method conducted from March 25, 2019 to April 12, 2019. 
  
Please refer to the a�ached Laboratory Cer�ficate of Analysis, Lab I.D. 19-1497 for more detailed 
informa�on.  
 
All procedures were conducted in conformance with good laboratory prac�ce, cGMP/GLP compliant, 
ISO/IEC 17025:2005 Cer�fica�on Number 2927.01, USDA No. 1990 and Interna�onal HACCP Alliance 
Accredited, California State Environmental Laboratory Accredita�on Program (ELAP) No. 2968, CSDLAC No. 
9249178.  
 
 
 
Respec�ully Submi�ed, 
 
 
 
Roy Lung 
Laboratory Manager and  
Project Control Consultant 
JK BioScience, Inc. 
U.S. FDA & EPA Consul�ng, Research and Analy�cal Laboratories 

 
 

JK BioScience, Inc. 
Our Quality Service Becomes Your Business Success 

 

                             Food, Drug, Cosme�c, Medical Devices 
                            Water, Soil, Wastewater, Environmental 
                                       Consul�ng and Research  
                                         Analy�cal Laboratories 

미국 FDA 인증서 - 미용소금/ 양치소금/요리소금/음용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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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증서 & 수상내역

할랄 인증서

러시아 EAC 시험성적서러시아 EAC인증서 - 미용소금/ 양치소금/요리소금/음용소금

Global Certi�cation 해외 인증서



25사람과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맥염은 국내특허를 비롯하여 FSSC22000, 미국 FDA, 러시아 EAC, HALAL(할랄) 등 

세계적인 인증기준을 획득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성장해 가고자 합니다. 

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인 FDA는 미국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가장 역사 깊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기관의 하나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정청에 해당하는 정부기관, FDA는 분석, 감시, 감정의 

3가지의 주요업무를 수행합니다.

FSSC 22000은 국제소비재포럼 산하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에서 승인한 

식품안전규격 중 하나입니다. FSSC 22000은 식품첨가물, 식품포장재 등을 이어 

다향한 업종의 PRPs규격이 개발됨에 따라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수적인 규격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되어 이슬람 교도가 섭취가능한 식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여개의 인증기관이 존재하며 우리나라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 

할랄인증서(KMF)를 배부합니다. 세계 3대 할랄인증기관은 싱가포르의 MUIS, 

인도네시아의 MUI, 말레이시아의 JAKIM입니다.

EAC 인증이란 Eurasian Conformity의 준말로서 EAEU(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과 함께 

제정된 인증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부착한 공산품은 역내 기술 요구 사항을 통과하고 제조사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역내 5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1억8000만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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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우수기업1호
(부산광역시)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우수 사회적가치창출기업
              (HF주택금융공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온천천로 63 고객행복센터1588-5312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고용노동부&한국YWCA)

www.사회복지동행.kr  l   www.동행사람들.com  l  www.맥염.com




